
태그 이름 표시 형태 설명 페이지

주석 태그

<!-- 주석 --> 부가 설명

HTML 구조 태그

<!DOCTYPE html> block 문서 형태 44
<html> none 문서 자체 44
<head> none 문서 머리 44
<title> none 문서 제목 44
<meta> none 문서 추가 정보 44
<body> block 문서 본문 44

파일 태그

<link> none 외부 파일을 추가합니다. 83
<style> none 스타일시트 112
<script> none 스크립트 83

공간 태그

<div> block block 형식의 공간 103
<span> inline inline 형식의 공간 103

시멘틱 구조 태그

<article> block 본문 107
<aside> block 수직 목록 107
<nav> block 네비게이션 목록 107
<section> block 구역 107
<header> block 머리 107
<footer> block 꼬리 107
<hgroup> block 제목 그룹 254

시멘틱 요소 태그

<figure> block 그림 373
<figcaption> block 그림 제목

<details> block 세부 설명

<summary> block 요약

<output> inline 출력 결과

제목 태그

<h1>~<h6> 제목 50

글자 태그

<p> block 문단 52
<br> block 개행 53
<hr> block 수평선 53

태그 이름 표시 형태 설명 페이지

<ruby> inline 루비 문자 60
<rt> block 루비 문자의 큰 글자 60
<rp> none 루비 문자 지원 여부 판별 60

글자 형태 태그

<b> inline 굵은 글자 58
<i> inline 기울어진 글자 58

<small> inline 작은 글자 58
<sub> inline 아래에 달라 붙는 글자 58
<sup> inline 위에 달라 붙는 글자 58
<ins> inline 밑줄 글자 58
<del> inline 가운데 줄이 그어진 글자 58

리스트 태그

<ul> block 순서가 없는 목록 63
<ol> block 순서가 있는 목록 63
<li> list-item 목록 요소 63
<dt> block 정의 목록 65
<dd> block 정의 글자 65
<dl> block 정의 설명 65

테이블 태그

<table> table 표 66
<caption> table-caption 표 제목 69
<thead> table-header-

group
표 머리 69

<tbody> table-row-

group
표 본문 69

<tfoot> table-footer-
group

표 꼬리 69

<colgroup> table-column-

group
표 열 그룹 69

<col> table-column 표 열 69
<tr> table-row 표 행 67
<th> table-cell 표 제목 데이터 67
<td> table-cell 표 데이터 67

멀티미디어 태그

<img> inline-block 이미지 73
<audio> inline-block 음악 75
<video> inline-block 동영상 79

태그 이름 표시 형태 설명 페이지

<source> none 멀티미디어 파일 지정 78
<track> none 동영상 자막 지정 85
<svg> inline-block SVG 객체 573
<canvas> inline-block Canvas 객체

입력 양식 태그

<form> block 입력 양식 90
<fieldset> block 입력 양식 그룹 101
<legend> block 범례 101
<button> inline-block 버튼

<label> inline-block 입력 양식 설명 93
<input> inline-block 입력 양식 요소 90
<textarea> inline-block 문자 입력 양식 96
<select> inline-block 선택 입력 양식 97
<optgroup> 옵션 그룹 100
<option> 옵션 97

기타 태그

<progress> inline-block 진행 상태 표시바

<meter> inline-block 상태 표시바

플러그인 이름 페이지

책에서 다루는 플러그인

Video.js 83

Prefix Free 239

960 Grid System 447

1140 CSS Grid 451

Gridpak 455

HTML5 Shiv 477

Impress.js 400

Raphael.js 576

IE9.js 480

CSS3 Pie 483

CSS3 Media Queries 486

Normalize.css 488

살펴보기 바라는 플러그인

jPlayer

* 표시 형태가 표시되지 않은 태그는 웹 브라우저에 대응되는 display 속성이 없는 태그입니다.
* 페이지가 표시되지 않은 태그는 책에서 다루지 않은 태그입니다.

HTML5  Cheat  Sheet



스타일 속성 이름 설명 페이지

폰트 관련 속성

font 폰트 210

font-family 폰트 종류 202

font-size 폰트 크기 200

font-style 폰트 형태 206

font-variant 폰트 변형

font-weight 폰트 두께 206

변환 관련 속성

transform 변환 401

transform-origin 변환 중심 406

transform-style 변환 형태 413

perspective 투시 수치 416

perspective-origin 투시 중심 416

backface-visibility 후면 가시성 415

변형 관련 속성

transition 변형 391

transition-property 변형 대상 389

transition-duration 변형 진행 시간 381

transition-timing-function 변형 수치 변환 함수 386

transition-delay 변형 지연 시간 385

애니메이션 관련 속성

animation 애니메이션 398

animation-name 애니메이션 이름 394

animation-duration 애니메이션 진행 시간 392

animation-timing-function 애니메이션 수치 변환 함수 392

animation-delay 애니메이션 지연 시간 392

animation-iteration-count 애니메이션 반복 횟수 395

animation-direction 애니메이션 방향 396

animation-play-state 애니메이션 진행 상태 397

배경 속성

background 배경 199

background-attachment 배경 부착 방식 194

background-color 배경 색상

스타일 속성 이름 설명 페이지

background-image 배경 이미지 187

background-position 배경 위치 197

background-repeat 배경 반복 형식 193

background-clip 배경 적용 범위

background-origin 배경 중심 위치

background-size 배경 크기 189

테두리 속성

border 테두리 185

border-color 테두리 색상 183

border-style 테두리 형태 183

border-width 테두리 두께 183

border-radius 테두리 곡률 185

border-image 테두리 이미지

border-image-outset

border-image-repeat 테두리 반복 형식

border-image-slice 테두리 이미지 분할 비율

border-image-source 테두리 이미지 파일

border-image-width 테두리 이미지 두께

outline 테두리 외곽

outline-color 테두리 외곽 색상

outline-width 테두리 외곽 두께

그림자 속성

text-shadow 글자 그림자 233

box-shadow 박스 그림자 234

박스 관련 속성

width 너비 176

height 높이 176

margin 마진 177

padding 패딩 177

box-sizing 크기 지정 방식 180

가시 속성

display 표시 형태 169

visibility 가시성 172

스타일 속성 이름 설명 페이지

opacity 투명도 175

overflow 내용물이 넘칠 경우의 처리 방식 221

위치 속성

position 위치 지정 방식 214

left 왼쪽 216

top 위 216

right 오른쪽 216

bottom 아래 216

z-index 태그의 스택 순서 217

float 부유 방식 223

글자 관련 속성

color 글자 색상을 지정합니다.

direction 글자 진행 방향

letter-spacing 글자 간격

line-height 글자 높이 207

text-align 글자 정렬 방식 210

text-decoration 글자 꾸밈 방식 212

text-indent 글자 들여쓰기 크기 301

text-transform 글자 변환

vertical-align 글자 수직 정렬 방식

white-space 글자 공백 처리 방식 324

text-overflow 글자가 넘칠 경우의 처리 방식 324

word-spacing 단어 간격

word-wrap 단어가 넘칠 경우의 처리 방식

단위 형태 값 설명 페이지

키워드 red  |  blue  |  green  |  cover 등등
픽셀px | 퍼센트%   | 배수em 등등
키워드  | #000000 | rgb( ) 함수 | rgba( ) 함수 
          | hsl( ) 함수 | hsla( ) 함수

159

크기 159

색상 163

URL url( ) 함수 167

CSS3  Cheat  Sheet


